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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에서의 카카오톡 이용이 조직생활에 미치는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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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박사과정**

본 연구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지배
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자리 잡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MIM: mobile instant
messaging service)의 조직변인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카카오톡 이용변인-카카오톡 의존도, 카카오톡 정보의 업무 관련성, 카카오톡 정보의 모호
성, 카카오톡 이용 피로감-이 조직동일시, 조직지원, 그리고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직·간
접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경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카카오톡 정보의 업무관련성과 카카오톡 이용 피로감은 조직동일시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지원과 직무만족도에도 유의미한 간접적인 효과를 보였
다. 하지만 카카오톡 의존도와 카카오톡 정보의 모호성이 조직동일시에 대해 갖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한국의 조직에서 카카오
톡이 지나치게 도구적인 목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조직동일시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가 상
대적으로 제한적이며, 과도한 카카오톡 활용은 조직동일시와 조직지원을 매개로 하여 궁
극적으로는 직무만족도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MIM), 카카오톡, 조직동일시, 조직지원, 직무만족도

* Corresponding author: jcho49@cau.ac.kr
** may7577@daum.net

조직 내에서의 카카오톡 이용이 조직생활에 미치는 효과 분석 43

1. 서론
2000년대 중반 이후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현대
조직에서의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형식이 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
넷과 무선통신 연결망을 구축한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
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은 일상화되어 왔다. 특히 가
장 대표적인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이미 한국 조직에
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이경희·김기선,
2015; 이승길·이주호, 2016). 비록 카카오톡은 텍스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채
널이지만, 음성과 동영상 파일 공유가 가능하고, 단체 채팅 기능을 추가하면서
보다 활발하게 조직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카카오톡의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서 일반 사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많은 분야의 조직에서 카
카오톡의 활용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의 조직적 활용의 장·
단점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다. 카카오톡의 다양한 기능이 조직 내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은 장점에 속한다(이승길·이주호, 2016). 한국과 같이 통신망과
인터넷망이 고도로 발달된 조건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
이나 양적인(quantity) 측면에서 카카오톡은 큰 강점을 지닌다. 이러한 효율적
인 커뮤니케이션은 업무수행의 효율성 또한 증가시키고, 업무시간의 유연화도
가능하게 한다(이승길·이주호, 2016).
하지만 이동전화나 스마트 기기의 조직적 활용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 자주
언급했듯이(박상철·고준, 2014; 홍세일·김병수, 2017; Lee & Park, 2015;
Stich, Tarafdar, Cooper, & Stacey, 2017; Wang, Yang, & Tseng, 2016),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조직적 활용은 조직원들을 조직원-조직원, 조직
-조직원, 조직원-외부 사이의 ‘항시적 연결(being always on)’ 상태로 몰아감
으로써 조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인스턴트 메시
징 서비스가 경계를 상실한 커뮤니케이션 과부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휴
대폰의 SMS 기능은 텍스트 기반이며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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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카카오톡과 같은 MIM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자
료를 공유함으로써 ‘일’과 ‘삶’의 경계를 크게 허물고 있다. 예를 들어, 업무 시
간 이후에 상사가 부하 직원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다음날 발표할 파
워포인트 자료를 업로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할 경우, 직원들은 항시적
연결 상태에 놓이게 되고 결국에는 일-삶 균형을 잃게 된다.
MIM의 조직적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MIM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Lee, 2012; Sheer & Rice, 2017). 쉬어와 라이스(Sheer & Rice,
2017)가 주장하듯이, 기존의 연구들은 MIM을 PC 기반의 인스턴트메신저(Instant
Messenger) 서비스와 휴대폰을 통한 문자 메시지와 구분하면서 MIM만이 갖는
특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MIM이용이 다양한 측면에서 조직생활
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Lee, 2012). 이러한 연구결과의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MIM의 조직적 활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기존의 커뮤니케이션학자들이 스마트폰이
조직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스마트폰의 구체적인 기능(예. 통화, 게
임, 인터넷 정보검색 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경우는 많지 않다. IM에 대한
연구 또한 기존의 PC 기반의 IM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스마트폰
의 구체적인 기능 중 하나인 MIM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더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조직에서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조직적 활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더욱 부족
하다. 특히 여러 언론 보도에서 보여주듯이, 카카오톡이 조직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기술적인 통계와 예측은 많지만 이를 이론적 모델을 통
해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카카오톡 이
용과 관련된 주요 변인들이 조직동일시, 조직지원,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직·간
접적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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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카카오톡(Kakaotalk)에 관한 논의
카카오톡은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전화번호 기반 메신저 서비스 가운데 대
표적인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mobile instant messenger: MIM)이다. 카카
오톡 서비스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지난 2010년부
터 혁신적인 모바일용 메신저 서비스의 시스템을 갖추고 등장했다. 유료문자
가 대세였던 당시 환경에서 무료로 문자대화가 가능했던 카카오톡은 기술적인
발전에 힘입어 텍스트 송·수신에 있어서 많은 데이터를 소모하지 않아도 이용
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모바일 유저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게 되
었고 그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난 2017년 6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월별 이용시간 관련 조사’에서 95%의 점유율을 보이며 업계 1위를 차지했다(최
동훈, 2018, 1, 9)
이미 2012년부터 스마트폰 사용자 가운데 약 79.6% 이상이 스마트폰을 이
용해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
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은 디지털 플랫폼이 가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장
을 형성하여 그 입지를 구축했다(김진욱·류가영·배기영·황나영·김효선, 2012, 1
월). 여기에는 카카오톡 자체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저들 또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
조도 일조했을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 사용하는 애
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약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분석업체가 표본 조사한 결과 약 90% 이상이 ‘카카오톡’ 앱에 할애하는 시간이
가장 많다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김수연, 2017, 11, 21).
카카오톡은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넘어서 조직생활에도 깊게 침투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경희와 김기선(2015)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설문 응답자 가
운데 약 70.3%의 직장인이 스마트기기로 업무수행을 한 경험이 있었다. 업무
목적 스마트 기기 이용 시간은 평일에는 하루 약 1.44시간 휴일에는 하루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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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업무를 위해 3시간 이상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근무자의 비율이 15.5%에 달했다. 특히 휴일의 업무요구에 있어 인스
턴트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가 4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무에 대
한 접근이 편리해진 스마트폰기기의 특성으로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인스턴
트 메신저는 개개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업무수행도를 높이는데 꾸준히 이용되
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카카오톡은 빠르고 편리한 업무관련 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에, 조직원 사이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카카오톡의
1대 다수의 대화가 원활한 시스템은 조직원 간의 친밀성을 높이는 동시에 집단
지성을 발현시키는데 일조한다(구진경·이두희·임승희, 2012).
하지만 스마트기기로 인해 직장의 업무와 자신이 ‘항상 연결’된 상태라고 인
식하기 때문에, 비록 카카오톡을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업무소통의 편의 및 효
율성을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업무시간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해 불필요한 스
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이승길·이주
호, 2016). 이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잦은 사용은 결국 직장인들이 시간
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접근 확대로 이어졌
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박재춘, 2017).
이처럼 카카오톡의 조직적 활용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그리고 집단
지성의 발현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항시적 연결로 인해 일-삶 균형
(work-life balance)의 파괴와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유발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카카오톡의 이용과 관련된 복
수의 변인이 조직생활과 관련된 주요 요인들-조직동일시, 조직지원,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카카오톡 이용과 관련된 변인
들에 대한 설명에 앞서, 세 가지 조직생활 관련 변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
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조직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여러 조직생활과 관련된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고, 특히 조직 구성원들 간의 커
뮤니케이션이 조직동일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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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Bartels, Pruyn, Jong, & Joustra, 2007; Smidts, Pruyn, Van Riel,
1999). 이에 더해, 조직동일시는 직무만족도와 조직지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변
인들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많은 실증적인 증거가 제시되어 왔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조직동일시를 통해 여러 조직관련 변
인들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하고자 하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정체성-사
회적 지원-스트레스 모델(Haslam et al., 2005)에 기반하여 새로운 모델을 설
정하고자 했다. 아래에서는 해당 모델에 대한 설명과 주요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제시한 후, 카카오톡 활용을 추가하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직동일시, 조직지원,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성공적인 조직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조직동일시의 과정을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조직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조직원은 본인이 속한
조직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가늠하며 이는 조직원의 조직 및 개인생활의
근본적이며 정신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맨’이라는 표현에는
삼성이라는 조직에 대한 가치가 소속원에 그대로 투영되며, 삼성직원은 삼성이
라는 조직을 통해 본인 스스로의 가치를 재설정하게 된다. 조직원들의 이와 같은
조직정체성은 마엘과 애쉬포스(Mael & Ashforth, 1992)가 초창기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개인이 사회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형성된다. 애
쉬포스와 마엘에 따르면, 사회정체성은 자기범주화(self-categorization)와 자
기강화(self-enhancement)라는 심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개인은 특정 집
단에 속할 때, 자기집단과 타 집단을 구분하며, 이러한 집단에 대한 구분은 곧
본인 스스로에 대한 범주를 설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집단에 대한 구분과 자기
범주화를 통해, 소속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성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정의하
게 된다. 이에 더해, 타 집단으로부터의 뚜렷한 구분은 자기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비롯되고 동시에 이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야구팀을 응원
할 경우, 해당 야구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팀을
선택해서 응원하게 되며, 타 팀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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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래의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자기범주화와
자기강화를 통해 한 개인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마엘과 애쉬포스(Mael & Ashforth, 1992)는 이와 같은 사회정체성 형성과정
을 조직에 적용하면서 조직동일시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조직동일시의 핵심은
개인이 특정 조직에 속함으로써 조직의 여러 차원의 속성을 바탕으로 본인을 정
의하고 조직과 일체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Mael & Ashforth, 1992; Riketta,
2005; Smidts, Pruyn, & van Riel, 2001). 조직동일시 과정을 통해 조직과 조
직원의 합일의 정도가 강할수록 조직원은 조직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며, 조직
의 성패를 자신의 성패로 간주하며, 조직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내재화 한다
(Cheney, 1983; Cheney & Tompkins, 1987; Lee, Park, & Koo, 2015; Shen
et al., 2014).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조직동일시의 중요성에 대해 강하게 피력
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조직동일시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증명했다(Lee et al., 2015). 예를 들어, 조직동일시는 조직시민행동(Van
Dick, Grojean, Christ, & Wieseke, 2006), 직무수행도(Walumbwa et al.,
2011), 조직공정성(Walumbwa, Cropanzano, & Hartnell, 2009)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직의도를 감소시킨다(Riketta, 2005).
비록 조직동일시의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
직동일시와 조직관련 주요 변인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연구모델로 하슬람과 동료들(Haslam et al., 2005)이 제시한 “사회정체성/자
기범주화 스트레스 모델(social identity/self categorization and stress)의
주요 가정을 따르고자 한다. 해당 모델의 가장 큰 강점은 조직원이 조직생활을
하면서 개인-조직 간의 관계에 대한 ‘조직동일시’라는 인지과정을 통해 ‘조직
지원’이라는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
명한다는 점이다. 즉 개인이 속한 조직에 대해 갖는 인지적 일치도의 정도가
조직으로부터 받는 심리적 측면에 있어서의 지원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더
불어 스트레스 감소라는 최종적인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은
인지로 인해 감정이 촉발된다는 과정을 잘 설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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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자기범주화 스트레스 모델에 기반하여 조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조직동일시라는 인지과정을 통해 복수의 최종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해당 모델은 사회정체성이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을 유도하고 스트레
스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정체성의 강화는 특정의 사회적 집단
에 대한 합일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집단과의 강한 연대와 이
로 인한 사회적 지원의 강화와 직접적이고 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Tajfel &
Turner, 2004). 게다가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
록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며, 이는 결국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의 부적인 관계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 유
학생들은 중국인들로 구성된 학생회에 속함으로써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정
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정체성이 강화됨에 따라 타 중국인 유학생이나
학생회로부터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받게 된다. 타 중국 유학생 혹은
학생회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감정적(emotional), 정서적(affective), 물질적
(materialistic) 지원일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의 학업 및 문화생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기재가 될 수 있다.
사회정체성과 조직정체성의 형성과정의 유사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정체성
-사회적 지원-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은 조직적 맥락에 변형
및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조직정체성은 조직원과 조직의 합일의
정도라고 볼 수 있으며, 조직정체성이 강한 조직원들은 개인의 가치·규범과 조
직의 가치·규범을 동일시하게 되고, 조직원의 조직 내·외에서의 행동 또한 조
직의 가치·규범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Lee et al., 2015; Shen et al., 2014).
이는 결국 높은 수준의 조직동일시를 경험하는 조직원의 심리적 상태 또한 조
직 내에서의 활동에 의해 유의미하게 결정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정체성
의 형성이 사회적 지원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동되듯이, 조직동일시는 조직
의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통해 조직적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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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 조직에 대해 보다 높은 일체감을 느끼고 조직의 가치/규범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는 조직원일수록 리더를 포함한 타 조직원과의 유대 관계
를 보다 중요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조직원들이 조직구성원들로부터의 인지된
조직지원(PO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을 경험할 수 있는 개연성
이 높아진다(Edwards & Peccei, 2010; Shen et al., 2014; Sluss, Kimchak,
& Holmes,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동일시와 인지된 조직지원과의 정적
인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의 인지된 조직지원의 원천을 ‘리더’와 ‘동
료’로 구분함으로써 조직동일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천으로부터의 조직지
원과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 보다 철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조직과 관련
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조직 리더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조직
리더와 조직원 사이의 관계, 특히 리더-멤버 교환(LMX: leader-member
exchange)이 조직원들의 조직생활과 성과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에 대해 강
조했다(Gestner & Day, 1997; Graen & Uhl-Bien, 1995). LMX의 핵심내용
은 조직의 리더와 조직원은 서로 다른 수준과 차원에서 자신만의 자원을 가지
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이 리더-조직원 사이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교환
되어야 조직원들의 생활은 안정되고 성과 또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직운영에 있어서 리더와 조직원의 역할이 구분되며 서로 유연하게 상호작용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리더와 조직원 간의 기본적인 차이점에 주목하
여, 본 연구는 리더로부터의 조직지원과 동료로부터의 조직지원을 구분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설 1: 조직동일시는 ‘리더’로부터의 인지된 조직지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조직동일시는 ‘동료’로부터의 인지된 조직지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정체성/자기범주화 그리고 스트레스 모델의 또 다른 핵심 주장은 사회
적 지원이 사회정체성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점이다. 즉 사회정
체성은 사회적 지원을 증가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Hasla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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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특히 소속된 집단으로부터의 인지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원은 정서적
공감이나 지원과 연동되어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며,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지원은 결국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일조하게 된다. 조직적인 맥락
에서 살펴보면, 조직원이 여러 측면에서 조직지원을 경험했을 때, 해당 조직원
은 조직으로부터의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Bobbio, Bellan, &
Manganelli, 2012; Jawahar, Stone, & Kisamore, 2007).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직지원이 조직원의 다양한 심리적인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게다가, 조직원의 심리적인 상태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
보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사이의 강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자주 발견되었
다(Jamal, 1990; Klassen & Chiu, 2010).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직무만족도가
높은 조직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듯 기존의 연구들은 조
직지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 검증했다(Eisenberger,
Cummings, Armeli, & Lynch, 1997; Miao, 2011). 따라서 기존의 이론적 모
델을 보다 다양한 심리적 변인으로 확장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동료와 리더로부
터의 지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래의 가설을 통해 분석해보
고자 한다.
가설 3: ‘리더’로부터의 인지된 조직지원은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동료’로부터의 인지된 조직지원은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MIM을 통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과 조직동일시
조직동일시는 조직원의 조직생활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
며, 본 연구에서는 조직동일시가 두 가지 차원의 조직지원과 궁극적으로는 조
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했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조직동일시를 결정하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요인에 대한 효과를 연구모델에 추
가하고 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했다. 많은 조직커뮤니케이션 연
구자들이 주장했듯이(Cheney, 1983; Chaput, Brummans, & Coore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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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 1997; Stephens & Dailey, 2012), 조직동일시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과
정이기 때문에, 조직원의 조직 내·외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간과할 경우 조직
동일시의 역동적인 과정을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조직동일시
와 관련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해서 분석했다(Cho, Ramgolam,
Schaefer, & Sandlin, 2011; Scott, 2007; Stephens & Dailey, 2012). 조직조직원, 조직원-조직원, 조직원-외부 사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원
이 조직의 가치와 규범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결정하고 이는 결국 조직과 조직
원 사이의 합일의 정도 또한 결정하게 된다. 이에 비해, 타 조직원과의 갈등,
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같은 여러 조직적 혹은 개인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
는 부적절한 소통은 조직원의 조직동일시를 저해한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또한 조직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조직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은 여러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작
동된다. 미디어 풍요도 이론(media richness theory)이나 미디어 즉시성 이론
(media synchronicity theory)을 기반으로 살펴보면(Daft, Lengel, &
Trevino, 1987), 조직은 면대면 소통과 같이 상당히 풍요롭고 즉시적인 채널부
터 메모나 포스터와 같이 지극히 비즉시적이고 단조로운 채널을 광범위하게 사
용하면서 조직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인터넷이 개발
되면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조직 내 소통(예. 인트라넷, 조직 내 블로그 등)
이 강화되었고, 조직의 특성에 맞춰 수많은 형태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기반 시스템이 구축되어 왔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MS DevOps
Blog”라는 사내 블로그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강
화함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난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집단지성을 발현시키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이
러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시스템은 더욱 빠르게 확장되어 왔다.
스마트 기술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고도로 발달된 스마트폰의 개발은 이러
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다양한 목적의 항시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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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조직과 개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조직원-조
직원’과 ‘조직-조직원’의 소통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시·공간적으로 제한이
많은 면대면 미팅 중심의 과거 조직과는 다르게, 현대 조직에서의 커뮤니케이
션은 항시성과 즉시성으로 특징 지워지고 있다(박상철·고준, 2014; 홍세일·김
병수, 2017; Lee & Park, 2015; Stich, Tarafdar, Cooper, & Stacey, 2017;
Wang, Yang, & Tseng, 2016). 이러한 변화를 발생시키는 가장 주요한 기술
적 요인은 카카오톡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mobile
instant messaging service)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MIM은 현대 조직의 가
장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파일공유, 그룹채팅, 투
표, 스케줄 관리 등의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조직 내 소통의 가장 주
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Sheer & Rice, 2017). 여러 MIM 중에서도 카카
오톡은 한국 조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조직 내 커
뮤니케이션의 가장 지배적인 채널인 ‘카카오톡’의 활용이 조직동일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4) 카카오톡 활용, 조직동일시, 그리고 직무만족도
앞서 언급되었듯이, 현대 조직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
이션 채널(예. 인트라넷, 전자보고시스템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스마트
폰의 개발 이후에는 MIM을 통한 항시적이고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강
조되고 있다(박상철·고준, 2014; 홍세일·김병수, 2017; Lee & Park, 2015;
Wang et al., 2016). 이상적인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측정하고 이해하기 위
해서는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수준(quantitative
intensity)과 질적 요소(quality components)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보다 효율적인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조직에서 도입한 커뮤
니케이션 시스템에 대해 조직원이 적극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아무리 기술적
으로 진보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조직원들의 적극적인 활용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조직 차원에서의 재정적 손실과 더불

54 미디어 경제와 문화 16권 3호

어 조직 내에서의 비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을 유발한다. MIM의 경우에도 조직
원들이 업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존하고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보기 어렵다. MIM의 양적 이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
는 것은 조직원들이 해당 MIM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타 직원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효율적인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은 조직동일시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도입한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이용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원들의 상호작용을 강화시킴으로써 조직동일시가 향상될 수 있
다고 예상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에 제시된 가설을 통해 카카오톡 의
존도와 조직동일시와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했다.
가설 5: 조직원들의 카카오톡 의존도는 조직동일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특정 커뮤니케이션 툴의 양적 이용 수준과 더불어, 해당 툴을 통
해 수집 및 교환되는 정보의 질적 요소 또한 효율적인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 요인이다. 기존의 조직 내 정보 시스템 연구들은 조직 내 정보교환의 양
적 적합성(예. 정보적정성(information adequacy))뿐만 아니라, 정보의 질적
요소와 수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Preuss, 2003). 정보의 질적 요소는 다양하
게 구성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질적 요소에 주목
하고자 했다. 우선, 현대 조직에서는 MIM을 기본적으로 업무 목적으로 활용하
기 때문에, MIM을 통해 교환되는 정보가 업무와 관련이 높을 경우 커뮤니케이
션의 효율성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교환되
는 정보의 업무 관련성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자 했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MIM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의 모호성이 조직변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매체풍요도 이론(media
richness theory)에 따르면(Dennis & Kinney, 1998; Suh, 1999), 텍스트 기
반의 비동시적 커뮤니케이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커뮤니케이션 단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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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피드백이 비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달되는 정보의 모호성
(equivocality)은 증가한다. 예를 들어, 면대면 미팅을 통해 두 소통자들은 분
명하지 않은 정보를 다양하고 풍부한 커뮤니케이션의 단서를 바탕으로 빠른
피드백을 통해 명확하게 파악할 기회를 갖지만,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서는 부
족한 단서와 상대적으로 느리고 비동시적인 피드백으로 인해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한계를 겪는다. 이는 결국 비동시적이며 덜 풍요로운 커뮤니케이
션 툴은 상대적으로 높은 모호성을 유발시킴을 의미한다(Dennis & Kinney,
1998; Suh, 1999).
기존의 전통적인 문자 서비스에 비해,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MIM 서비
스는 여러 측면에서 과거의 모바일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매체풍요도
를 확보한다. 문자 외에도 이모티콘이나 이모지를 통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
며, 필요시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의 전송 또한 가능하다. 이는 매체풍요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단서의 다양성의 확장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매체풍요
도의 한 요소인 ‘피스백의 속도’와 관련해서는 통신망과 인터넷 관련 기술의 발
달은 MIM을 통한 항시적이고 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있다. 인터
넷이 연결된 상황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MIM을 통한 소통이 가능하다. 이처럼,
이동전화의 문자 서비스에 비해, MIM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체풍요도를 확보
하고 있으며, 초대인적 커뮤니케이션 모형(hyperpersonal model)(Walther,
1996)을 포함한 여러 CMC 이론들은 이러한 점에 주목해 왔다. 즉, CMC 기반
의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에 대한 ‘수정가능성’과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CMC 툴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자기표현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Walther, 2007). 이는 텍스트 기반의 CMC에 대한 전통적인 가정에
상반되며, CMC가 상대적으로 높은 매체풍요도나 사회적 실재감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MIM이 비록 스마트폰의 기술에 기반하여 항시적이고 즉시적인 커뮤
니케이션을 지원하고 기존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툴보다 다양한 커뮤니케이
션 단서를 제공하지만, 텍스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의 정확성을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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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인 한계를 지닌다. 단순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 있어
서는 텍스트 기반의 소통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
는 의견정보의 전달에 있어서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왜
냐하면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상대 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
는데, 이는 언어적·비언어적 단서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텍스트 기반의 MIM을 통한 소통은 면대면이나 전화를 통한 소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의 모호성이 높아질 수 있다. 여기서 MIM을 통해 공유된 정보
의 모호성의 증가는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며 다양한 조직적 변인
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두 가지 정보의 질적 요소를 고려
하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다.
가설 6: 카카오톡을 통해 교환된 정보의 업무관련성은 조직원들의 조직동일시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카카오톡을 통해 교환된 정보의 모호성은 조직원들의 조직동일시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조직에서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존이 급격히 증가하면
서, 조직원들은 보다 빠르고 즉시적이며 항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동전화의 발명은 조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지나
치게 활성화시킴으로써 직장과 가정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이로 인해 일-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은 자주 무너지게 되었다(박상철·고준, 2014; 홍세일·
김병수, 2017; Lee & Park, 2015; Stich et al., 2017; Wang et al., 2016).
스마트폰의 발명은 커뮤니케이션의 항시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조직원들
은 조직생활과 개인생활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짐을 겪는다. MIM의 경우 일반
이동전화와 다르게, 업무와 관련된 보다 실무적인 정보까지 전달함으로써 조
직 커뮤니케이션의 범위를 개인적인 삶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게 된다. 그러
므로 MIM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비롯된 이용 피로감은 커뮤니케이션의 비
효율성을 의미하며, 이는 다양한 변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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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는 비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이 조직동일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MIM이용 피로감이 조직동일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검
증하고자 했다. 이에 더해, 기존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과부하나 피로감은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Cho et
al., 2011). 즉 지나치게 잦고 집중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직
무 자체에 대해 피로감과 불만족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에 제시되는 두 가설을 통해 카카오톡 이용 피로감이 조직동일시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8: 카카오톡 이용 피로감은 조직원들의 조직동일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카카오톡 이용 피로감은 조직원들의 직무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직장인들의 카카오톡 이용과 관련된 네 가지 요인이 조직동일시,
조직지원, 그리고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
자 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직장에서 카카오톡을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직장인들로부터 온라인 설문을 비표준화 표집법 중 하나인 의도 표집법
(purposeful sampling)을 통해 수집했다. 보다 많은 표본을 수집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본을 수집했다. 우선, 한국에서 가장 많은 리서치
패널을 소유한 리서치 회사를 통해 총 3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
집했다. 이에 더해, 보다 많은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의 개인 네트워크
를 사용하여 총 134명의 직장인들로부터 추가적인 설문을 수집했다. 표본의
남녀의 성비(남자: 53.5%, 여자: 46.5%)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설문참여자
의 연령을 살펴보면 40대(35.3%)와 30대(28.6%)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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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14.3%였으며, 50대 이상의 설문참여인은 21.9%였다. 대부분의 설문참여
자는 사무직(61.6%)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전문직(15.7%), 경영인(9.9%), 서
비스직(6.7%), 그리고 판매직(6%) 종사자가 설문에 참여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카카오톡 이용과 관련된 네 가지 변인, 조직동일시, 조직지
원, 그리고 직무만족도로 구성된 모델을 제시했으며, 모델에 포함된 모든 변인
들은 리커트 타입의 5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매우 동의한다)를
통해 측정되었다. 모든 변인들은 복수의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변인의 항
목 간 내적 신뢰도는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이었다(α >.70).
카카오톡 의존도(KUI: KakaoTalk use intensity)는 엘리슨과 동료들(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이 SNS 이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여섯
가지 항목을 카카오톡 이용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했다. 본 연구는 카카오톡 의
존도를 측정하기 위해 직장 내에서 직장생활과 관련된 카카오톡 이용에 초점
을 두고자 했으며, 이는 카카오톡이 직무수행이나 직장생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의미한다. 설문에 포함된 여섯 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카카오톡은
내 직장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2) 카카오톡은 직장에서 내 하루 일과의 일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3) 직장에서 한동안 카카오톡에 접속하지 않으면 최
신 소식에 뒤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4) 나는 직장에서 시간이 날 때 마다
카카오톡을 확인한다, 5) 나는 직장에서 카카오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으
면 불안함을 느낀다, 6)나는 직장에서 카카오톡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
함을 느낀다. 이와 같은 여섯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 카카오톡 의존도의 신뢰
도는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이었다(M=2.74, SD=.92, α=.89)
카카오톡 정보의 업무 관련성(TRKI: task relevance of KakaoTalk information)
은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가 주어진 업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를 의미
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네 가지 항목을 새롭게 개발했으며,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카카오톡을 이용해 얻는 업무관련 정보를 나 스스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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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2) 카카오톡을 통해 얻는 업무관련 정보는 나의 임무와 연관이 된다, 3)
카카오톡을 통해 얻는 업무관련 정보는 나에게 매우 적절한 편이다, 4) 일반적으
로 카카오톡 소통 안에서 얻는 업무관련 정보는 나와 관련이 있는 편이다. 이러한
네 항목으로 이루어진 카카오톡 정보의 업무 관련성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수준은
적합했다(M=3.11, SD=.82, α=.88).
카카오톡 정보의 모호성(EKI: equivocality of KakaoTalk information)은
리와 동료들(Lee, Son, & Kim, 2016)이 SNS 정보의 모호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했던 네 가지 항목을 카카오톡 활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다. 이러한 항
목은 카카오톡을 통해 주고받는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느낄 수 있는 불명확성
혹은 모호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카카오톡을 통
해 전달받은 업무관련 정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업무관련 정보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하더라
도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3)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되는 업
무 관련 정보는 전달받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4) 카카
오톡을 통해 업무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정보의 의미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카카오톡 정보의 모호성은 적합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보여줬
다(M=3.29, SD=.79, α=.87).
카카오톡 이용 피로감(KUF: KakaoTalk use fatigue)은 카카오톡 이용자가
해당 MIM을 이용한 후 느낄 수 있는 정신적인 피로감을 의미하고, 이를 측정
하기 위해 리와 동료들(Lee et al., 2016)이 SNS 이용 피로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했던 다섯 가지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으며, 다섯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카카오톡을 업무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더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다, 2) 카카오톡을 업무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한 후에는 긴장감을 조절하
기가 어렵다, 3) 카카오톡으로 업무관련 대화를 마친 후에 많은 피로감을 느낀
다, 4) 카카오톡을 업무를 위해 사용한 후에는 현실공간의 시간에 집중하기 위
해 노력하는 편이다, 5) 카카오톡 업무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피로감을
더 잘 느낀다. 카카오톡을 이용 피로감 또한 적합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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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여줬다(M=3.09, SD=.88, α=.89).
조직동일시(OI: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는 조직과 조직구성원 사이의
다차원적인 일치도를 의미하며, 조직과의 높은 일치도로 인해 조직의 일을 본인
스스로의 일처럼 간주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측정하기 위해 체니(Cheney, 1987)가
개발한 조직동일시 척도(OIQ: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questionnaire)에 포
함된 다섯 항목을 활용했고, 다음의 내용이 설문에 포함되었다: 1) 누군가가 나의
조직을 비난하면 개인적 모욕감을 느낀다, 2) 나는 다른 사람이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많다, 3) 나는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해 말할 때
‘우리’라는 표현(우리회사)을 사용한다, 4) 나는 내가 속한 조직이 잘 되는 것은
내가 곧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5) 나는 누군가가 내가 속한 조직을 칭찬하면
개인적으로 칭찬을 받는 것처럼 기분이 좋다. 위의 다섯 항목으로 이루어진 조직
동일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적합했다(M=3.47, SD=0.72, α=.85).
조직지원(OS: organizational support)은 조직원이 조직의 구성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지지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레이와 밀러(Ray &
Miller, 1991)가 개발한 총 네 가지 항목을 통해 측정하고자 했으며, 동료(OSCOL:
organizational support from colleagues)와 조직리더(OSL: organizational
support from leader)로 구분해서 측정했다. 우선, 리더로부터의 조직지원은
다음의 네 항목을 통해 측정했다: 1) 나의 리더는 나와 소통할 때에 내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는 편이다, 2) 나의 리더는 나의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다,
3) 나의 리더는 그가 이끄는 조직원보다 외부인들을 지지하는 편이다(역코딩),
4) 다른 부서 혹은 고객 등 외부인과 갈등이 있을 때 나의 리더는 내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편이다. 리더로부터의 조직지원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는 과정에
서 역코딩 된 세 번째 항목으로 인해 신뢰도가 적합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해당 항목은 최종적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따라서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 변인의 신뢰도는 적합한 수준을 보였다(M=3.45, SD=.87, α=.88). 다
음으로 동료로부터의 조직지원은 또한 다음의 네 가지 항목을 통해서 측정했다:
1) 내가 다른 누군가와 정말 대화가 필요할 때 나의 동료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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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편이다, 2) 나의 동료들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다, 3) 나의
동료들은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대응을 할 때에 서로를 위해주는 편이다, 4) 나의
동료들은 업무적으로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이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적합했다(M=3.74, SD=.69, α=.88).
직무만족도(JS: job satisfaction)는 조직원이 재직중인 조직에서 주로 맡고
있는 직무나 직업적 임무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스미스와 동료들(Smith, Kendall, & Hulin, 1969)이 제시한 직무만족도 측정
도구의 하위변인 중에서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네 항목을 통해 측정
되었다. 설문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대체적으로 나는
현재 나의 직업에 만족을 느낀다, 2) 대체적으로 나는 현재 직장에서 맡고 있
는 직무가 좋다, 3) 대체적으로 나는 현재 나의 직업을 좋아한다, 4) 대체적으
로 나는 현재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에 만족한다. 직무만족도에 대한 내적 일관
성 신뢰도는 적합했다(M=3.51, SD=.80, α=.90).
이처럼 총 여덟 가지 변인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적합한 수준이었으
며, 본 연구는 해당 변인들의 측정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다. 후와 벤틀러(Hu &
Bentler, 1999)의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모델 적합도
지수에 대해 검토했다(CFI: comparative fit index, IFI: infinite fit index,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 error).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χ2(df=532)=1218.8, CFI=.93, IFI=.93, SRMR=.05)는 여덟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모델의 적합성을 지지했다. <표 1>은 여덟 가지의 주요 변인들 간의 이
변량 상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표 1>에서 보여주듯이, 각 요인에 대한
AVE값과 개념신뢰도의 값을 살펴보면, 요인들에 대한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판별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 값의 제곱이 AVE값과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모든 제곱값은 AVE
값보다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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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1 카카오톡 의존도

2

3

4

5

6

7

1
***

2 카카오톡 정보의 업무연관성 .51

1

3 카카오톡 정보의 모호성

.42*** .44***

4 카카오톡 이용 피로감

.30*** 0.03 .27***
**

***

.24

1
1
**

0.08 -.15

1

5 조직동일시

.13

6 리더로부터의 조직지원

0.02 .19*** -0.02 -.16*** .61***
***

*

***

***

.87

.71

.89

.70

.88

.89

.67

.87

.66

.9

.78

0.04 .18

.12

.92

.79

-0.03 .13**

0.03 -.22*** .54*** .39*** .46*** .92

.77

Note:

1

.59

8 직무만족도
**

.47

개념
신뢰도

7 동료로부터의 조직지원
***

-0.08 .60

1

AVE

*

p<.001, p<.01, p<.05

4. 연구결과
여덟 가지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설정된 복수의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의 한 형식인 경로분석을 실시했다. 확인적 요
인분석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모델 적합도 지수(CFI, IFI, SRMR)를 검토했
다.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 가지 모델 적합도 지수가 모두 적합한 수준
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χ2(df=13)=90.7, CFI=.92, IFI=.92, SRMR=.05).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두 가지 경로(카카오톡 의존도==>조직동일시, 카카
오톡 정보의 모호성==>조직동일시)를 제외한 모든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카카오톡 이용이 조직원들의 조직동일시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하기에 앞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조직동일시가 두 가지 차원의 조직지
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설정했다. 경로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직
동일시는 리더로부터의 조직지원에 통계적으로 정적이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737, p<.001), 이는 동료로부터의 조직지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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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574, p<.001)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는 채택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동일시는 리더로부터의 조직지원 분산의
36.9%를 설명했으며, 35.9%의 동료로부터의 조직지원 분산이 조직동일시로
설명되었다.
다음으로, <가설 3>과 <가설 4>는 두 차원에 있어서의 조직지원이 직무만족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경로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리더로
부터의 조직지원과(β=.229, p<.001) 동료로부터의 조직지원(β=.367, p<.001)
모두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가설들은 조직 내에서의 카카오톡 이용과 관련된 네 가지 변인들이
조직동일시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에 대해 추정했다. 효율적
인 커뮤니케이션이 조직동일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카카오톡에 대한 의
존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카카오톡 의존도가 조직동일시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에 대해 <가설 5>를 설정했다. 하지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카카오톡
이용수준은 조직동일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64, p=.153). 따라서 <가설 5>는 기각되었다.
그림 1. 경로분석 결과

[참고] KUI: 카카오톡 의존도, TRKI: 카카오톡 정보의 업무 연관성, EKI: 카카오톡 정보의 모호
성, KUF: 카카오톡 이용 피로감, OI: 조직동일시, OSL: 리더로부터의 조직 지원, OSCOL: 동료로
부터의 조직 지원, JS: 직무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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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을 통해 교환되는 정보의 질적 요소와 관련되어, <가설 6>은 카카
오톡 정보의 업무 연과성이 조직동일시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를 가정한 반면,
<가설 7>은 카카오톡 정보의 모호성이 조직동일시에 미치는 부적인 효과를 가
정했다. 경로분석 결과는 카카오톡 정보의 업무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수준에서 조직동일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β=.178, p<.001) 카카오톡
정보의 모호성은 조직동일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β=.007,
p=.891). 따라서 <가설 6>은 채택되었으나, <가설 7>은 기각되었다.
현대 조직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테크노스트레스의 개념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카카오톡 이용 피로감이 조직동일시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부적인
효과에 대해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8>은 카카오톡 이용 피로감이 조직동일
시에 미치는 부적 효과를 예상했으며, 분석결과는 카카오톡 이용 피로감의 유
의미한 부적 효과(β=-.152, p<.001)를 지지했으며 이는 <가설 8>이 채택되었
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설 9>는 카카오톡 이용 피로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부적인 효과를 예상했고, 경로분석 결과는 이를 지지했다(β=-.137, p<.001).
이러한 일련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카카오톡 이용과 관련된 네 가지 변인들은
조직동일시 분산의 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4%의 직무만족도
분산은 두 가지 차원의 조직지원과 카카오톡 이용 피로감에 의해 설명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주요 변인들의 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500회
전, 95% 신뢰구간)을 실시했다. 우선, 조직동일시가 두 가지 차원의 조직지원
을 통해 직무만족도에 이르는 간접효과(하한: β=.293, 상한: β=.456)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했다(p=.004). 다음으로, 카카오톡 이용과 관련된 네 가지 변인
중에서 ‘카카오톡 의존도’와 ‘카카오톡 정보의 모호성’은 조직지원이나 직무만
족도에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간접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카카오톡 정
보의 직무 연관성은 리더로부터의 조직지원(하한: β=.05, 상한: β=.22,
p=.004), 동료로부터의 조직지원(하한: β=.04, 상한: β=.169, p=.004), 그리
고 직무만족도(하한: β=.02, 상한: β=.117, p=.004)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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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이용 피로감 또한 리더로
부터의 조직지원(하한: β=-.182, 상한: β=-.043, p=.005), 동료로부터의
조직지원(하한: β=-.145, 상한: β=-.033, p=.004), 그리고 직무만족도(하한:
β=-.093, 상한: β=-.022, p=.004)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5. 논의
본 연구는 카카오톡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의 활용이
극대화되고 있는 현대 조직에서, 카카오톡 활용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이 조직동
일시, 조직지원, 그리고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델을 제시하
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했다. 경로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조직동
일시-조직지원-직무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설들은 강하게 지지되었으
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델들에 대한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즉 조직생활과 관련된 주요 변인들의 강한 상관관계는 본 연구에서도 재확
인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확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이
용과 관련된 네 가지 변인을 설정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조직동일시와 조직지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주요 연구결과 중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는 보다 주목할 만하다.
우선, 카카오톡 정보의 업무 관련성은 조직동일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카카오톡을 통해 교환되는 정보가 업무와 관련이 깊을수록 조직동일시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수집된 정보의 상대적으로 높은 질
적 수준은 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조직동일시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카카오톡을 통해
교환되는 정보의 질적 수준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
적인 대화와 공적인 업무 지시가 혼재되어 공·사적 공간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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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업무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의 교
환은 조직동일시를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직무만족도 또한 저하시킬 수 있
다. 조직원들 사이에서 업무 외적인 차원에서의 비공식적인 소통을 위한 MIM
의 적절한 활용은 조직원들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직장에서의 비업무적인 MIM 활용은 조직원들에게 있어서 예상치 못
했던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간주될 여지가 높다. 다시 말해, MIM의 활용
이 업무와 관련된다면, MIM 활용 정도가 예상보다 높더라도 조직원들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MIM 활용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적을 경우에는 활용 정
도가 예상치를 조금만 넘더라도 조직원에게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생활을 개선하고 조직원의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직
장 내에서의 카카오톡 활용이 업무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도록 조직
적 차원에서의 규범이나 문화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카카오톡 이용 피로감이 조직생활의 두 가지 주요변인
-조직동일시와 직무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현재 한국 조직의 카카오톡에 대한 의존은 ‘과잉’ 의존에 이를
정도로 지나친 경우가 많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과잉의존으로 인한 부정
적인 효과에 대해 비판해 왔다. 특히 업무시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업무를
마치지 못하는 역설적 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
한 수용의도가 낮거나 해당 기술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조직원들은 보다 가중
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오성탁·박상철, 2014). 이러한 조직원
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에 주목하여,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업무시간 이후
의 카카오톡의 조직적 활용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논의하기에 이르렀
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퇴근 후 카카
오톡 금지법’”이 추진된 바 있다. 기업 차원에서도 카카오톡 이용에 제한을 두
는 방법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며, 2016년 LG 유플러스는 ‘야밤 업무
카톡 금지’ 정책을 도입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적 그리고 정책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승길과 이주호(2016)의 주장처럼, 현대 조직은 이미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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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보나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카카오톡과 같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
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 일과 삶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조직의 운영자들은
조직에서의 카카오톡 이용 피로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피로
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원들의 소셜 미디어 활용에 대한 규정을 문서화하는 조
직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직원들의 조직 내·외적 수준에서의 소셜 미
디어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사·공기업들은 조직원들의 소
셜 미디어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Bertot, Jaeger,
& Hansen, 2012). 예를 들어, 델(Dell)은 소셜 미디어 상에서 특정 기술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개인적’인 의견임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명시하고 있
다. 이처럼 다양한 뉴미디어의 이용이 조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조직
은 미디어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문서화하고 있으며, 이는
MIM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조직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MIM의 활용을
업무시간 내로 최대한 제한하는 문서화된 자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MIM의 부
정적 활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톡 이용과 관련된 위의 두 가지 변인들의 조직동일시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카카오톡 의존도와 카카오톡 정보의 모호성의 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우선 카카오톡 의존도는 다른 변인들에 비
해 측정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M=2.74)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카
카오톡을 조직생활의 아주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하거나 조직 내에서의 카카오
톡 이용 단절이 큰 의미를 갖는 응답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의미한
다. 이는 조직 내에서 카카오톡이 가치 중심적으로 활용되어 조직원들 간의 관
계 맺음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에 대한 가치를 고양하기 보다는, 업
무수행을 위한 도구적 목적으로 편중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직동일시가 다양한 조직변인들에 대해 미치는 높은 정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조직 운영자들은 카카오톡을 단순히 임무완수를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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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서는 안 되며 카카오톡을 관계 지향적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톡 정보의 모호성이 유효하지 않은 효과 또한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
전달의 비정상성을 보여준다. 전략적 불확실성(strategic ambiguity)을 의도
적으로 추구할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보의 모호성은 정보전달
자와 수령자 사이의 원활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상대
적으로 낮은 조직동일시와 직결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
전제되지 않은 일상적인 조직생활과 관련하여, 카카오톡 정보의 모호성이 조
직동일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카카오톡 정보의 모호성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발생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카카오톡을 통해 항시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받고, 이렇게 과부하 된 정보로 인해 유발되는 모호성이 지속적으로 반
복되어 이미 일상화되었다면, 카카오톡 정보의 모호성이 조직원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감소했을 수 있다. 즉 조직원들이 카카오톡이라는 특정 채널이 발생시
키는 모호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모호성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인지하지 않
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카카오톡 정보의 모호성의 유의미하지 않은 효과가 설
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모호성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될
필요가 있으므로, 텍스트 기반의 카카오톡이 갖는 상대적으로 낮은 매체 풍요
도를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의 정확도를 높
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서 면대면 미
팅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지만, 감정 및 감성적 요소까지 전달할 수 있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높은 매체 풍요도는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카카
오톡과 면대면 미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함의는 카카오톡이라는 지배적인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
징 서비스가 현대 조직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는 점이다. 특히 카카오톡의 조직적 활용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을 강조하는 연
구가 적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본 연구의 연구모델과 연구결과는 MIM에 대한
조직연구를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보다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게다가

조직 내에서의 카카오톡 이용이 조직생활에 미치는 효과 분석 69

실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카카오톡의 과도한 활용이 주요 조직변인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조직들로 하여금
카카오톡 활용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직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 위주로 카카오톡
을 이용하되 지나치게 도구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카카오톡과 면대면 커
뮤니케이션의 보완적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이처럼 본 연구는 카카오톡 활용이 현대 조직생활의 주요 변인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해 분석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통해 확장
될 필요가 있다. 첫째, 카카오톡이 심각할 정도로 많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확정되고 있는 현대 조직에서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삶의 질의 저하는 이제 국가적인 이슈로 간주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
했듯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내세우는 카톡금지법이 발의되기까지 했다. 하
지만 스마트기기 활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기준이 명
확하지 않으며, 근로 기준법에는 업무시간 외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노동과 관
련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법안 자체가 법적 다양한 쟁점으로
인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구본권, 2017, 1, 9). 따라서 후
속연구는 카카오톡 활용과 관련된 정책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주제를 보다 심
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후속연구는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여러 환경적이고 맥
락적인 요인의 조절 효과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직문화는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주요 조직 변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적 요
인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쌍방향적인 개방된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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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예. IT 개발사)과 보다 폐쇄적이고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조직(예. 관공서)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규범이나 가치가 서로 다르며, 이는
결국 조직문화라는 비정형적 형태의 변인으로 각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조직문화의 여러 하위변인을 측정하고 각 변인들이 카카
오톡 이용과 다른 주요 조직변인들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맥락적인 요인 중 하나로 조직의 유형에 대한 추가 분
석이 요구된다. 조직 유형은 조직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조직 차원의 변인과 직
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조직유형으로 구분
하고 이러한 유형에 따라 카카오톡 활용이 조직변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
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에서 카카오톡의 활용이 조직동일시와 궁극적으로는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주목했다. 그러나 조직동일시는 여러 세부
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조직원들은 조
직생활을 통해 ‘직무’, ‘직업’, ‘직장’, ‘동료’ 등 많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만
족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더해, 조직동일시는 여러 주요 조직변인(예. 조직몰
입도, 조직충성도 등)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은 직장에서의 카카오톡 활용 방식(공식/비공식)에 따라서 카카오톡 활용이 여
러 조직관련 변인들과 차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식적이고 정
보지향적인 카카오톡 활용은 조직성과나 직무 혹은 업무만족도와 같은 변인들
과 유의미하게 연결될 것이며, 비공식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카카오톡 활용은
조직몰입이나 직장만족도와 직접적으로 관계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카카오톡의 활용방식과 보다 다양한 조직변인들 간의 관계를 면밀하게 분
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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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KakaoTalk Uses on Organizational
Factors including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Organization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Jaehee Cho
Chung-Ang University

Haeyoun Kim
Chung-Ang University

This present research focused on the effects of mobile instant messaging
(MIM) services on organizational factors. Four variables regarding KakaoTalk
use—dependence on KakaoTalk, task-relevance of Kakaotalk information,
ambiguity of KakaoTalk information, burnout of KakaoTalk uses were considered
as the main predictors of multiple organizational factors including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organization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This study proposed
and tested a theoretical model expla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those
factors. Results from a path analysis indicated that task relevance of KakaoTalk
information and burnout of KakaoTalk uses directly affecte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indirectly and significantly affect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two other predictors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KakaoTalk in today’s organizations is used mainly for instrumental purposes
and that overuse of KakaoTalk in organizational settings negatively affects job
satisfaction, mediated by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organizational support.
Key words mobile instance messaging service (MIM), kakaotalk,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organizational support, job satisfaction

